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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滿뻐語에 있어서 動詞活用에 時制를 表示하는 一連의 語尾들이 있는데. 이중에 “-fi”는 

時制的으로는 分明히 過去에 屬하지만， 어느 行動이 全的으로 完結된 것을 意味하지 않고， 

「어느 行動이 이미 끝났으나， RP時 그대로 다른 行動으로 옮겨지는 境遇」라든가， 또는 「어 

느 行動이 原因이 되어서 그 結果로 다음 行動￡로 옮겨질 때」 使用되기 째문에 「未完結形

過去語尾y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죄 語尾가 接한 動詞는 終止語로는 使用할 수 없고， 다만 文中에서 行動과 行

動의 連結í'F用만을 한다 

그러므로 ‘ me 와 그 機能이 大端히 哈似하나， . -IJ;le ，능 . r어느 行動이 끝나기 前에 다른 行

動으로 옮겨질 때」 使用되므로 -me 와 죄 는 時制的差異로 봐서 그 機能。1 다르다 '3 

a) r어느 行動아 이미 끝나고， &p時 다른 行動으로 옮겨질 때」의 境遇-

(1) kahä bepál‘afi: bedereji- ing' iliha(金史 卷二 : 10A) 
包圍 즐 풀고 불러와서 宿營을 세웠다. 

(2) emu hülha morin yalufi beri sirdan ashafi amcame (淸語老ε大 二 : 16둬 ) 
한 도적이 말 타고 딩 節 차고 뒤쫓아오} 

b) r어느 行動의 原因이 되어서 그 結果로 다음 行動으로 옮겨걸 때」 使用하는 境遇.

따라서 이때에는 “ uttu ofi" (此故로)， “ tuttu ' ofi" (물故로) ， 또는 “ ofï' (故로)等이 많이 使

用된다. 

(3) nadan biya de , sung gurun, talan de ulin hülhame benjifi, talan honan i babe sung 

七 月 에 宋 國은 鍵懶에게 財物을 남몰래 보냈기혜문에 鍾懶은 湖南地方

* 이 글은 서울왜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 9회 어학연구회(1975년 10월 24일 -:-25일)에서 발표된 논문임. 
1 이 에 對해’서 G:> MÕllendorf는 “.fi는 past gerund플 形成한다”고 했고， (1892 : 9) (9 C‘ de Harlez 
亦是 “Le . géz:ondjf pa~sé"로 說明했으며. (1884: 4끼 @ Zaxarov는 이 를 副動휩 CDeenpuruactue)로 

包含시 켜 서 「完全過去J (TIpoUledUlee CobepUleHHoe) 라 (1879) @ 滿和鷹典은 過去分젊形고 했 다. 
2 그러 나 “ofi dere"C ... 혜 운일 뿐이 다). “ofi kai" (- .. 때 문이 로다)等으로 便用되 어 서 거 의 終止굶投홈U 

을 하는 樓遇도 있다. 

8 淸文備考 虛字講約 四葉， B面.

ffi與 me字. 語氣相似而톰不同. me者. -專而意相連， fi者一完說完， 음홈氣末斷， 下復更端. 如코， 짧了看 
gisurefi tuwa. 又코， 看了훌再說. bithe be tuwafi jai gisure, 其me字用法， 如늄， 說훌看. gis~reme 

tuwa‘ 語氣相似， 則連用數fi字， 亦不防.&.不可熱尾用， 亦有熱尾用者， 如굽， 因此故也， 則日 uttu
ofi之類， 又推原其故， 亦用fi字， 如因其如此， 所以如此， 則上亦用 fi字， 以起下文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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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urun de buki seme (金史 卷三 : 3A) 
을 宋國에 주고자 하여 

(4) emu gucu tutafi jime ofi, bi elheseme aliyakiyame yabure jakade (淸語老ε大卷- ;1뒤 ) 
한 벗이 1덜어져 오기 때문에， 냐 천천히 기다려 가는 故로 

(5) ulen ujire sllin ofi, cidan aìman bayan hüsungga oho (大選國史 一 : 1B) 
田 作이 좋았기때문에 ， 쫓판 族은 富 彈하게 되 었다. 

2. 滿洲文敵에는 어느 行動이 끝나고 繼續해서 다음 行動으로 옮겨질 때에 使用되는 活用

語尾 죄 와 거 의 같은 機能으로 -mpi, -pi等이 發見되 는데 , 이 들 -fi , -mpí , -pi等 語尾는 全

然同一機能이고， 그 由來도 -致하는 것 같다. 

(6) han cy siyan ging ni bithe suduri bithe be ambula hafuPi, nenehe jalan fe kooli be 
韓 企 光은 經 書와 史 書 를 많이 通曉해서， 先 代의 舊 法 을 

same ofi(金史 二 : 22A) 
알고 있기때문에 

(7) monggon sampi hargasambi, mujìlen jempi yabumbi (淸文虛字指南 上 : 21) 
목을 늘이어서 遭뿔한다. 마음을 참고 行한다. 

以上의 “ -mpi, -pi"는 “죄”와 그 機能이 全然 同-하다. 그러 나， 現在 알려 지 고 있는 滿洲

語雖書나 文廠에 關한 限， 이의 由來를 밝혀낼 端續는 하나도 發見할 수 없다. 

다만 淸文備考의 「虛字講約J (四장)에는 ípi此字， 與fi字意同而變化耳. 蓋因上一字， 係 an , 

en , in頭者， 而fi字之上， 不可加 -mbi , 故必用此字 ..... . J의 記錄이 있으나， 現在 알려저 있는 

滿뻐語歸書에 는 動詞의 語幹이 an , en , 1n 等으로 끌냐는 語形을 發見할 수는 없는 것 이 다. 

그러 나 前記 “ -mpi, -pi"等이 接尾되 어 있는 語例， RP “sampi, jempi, hafupi"等의 動詞 不

定形 “ sambi , jembi, hafumbi"等의 돗을 살펴 보면， 全然 相異한 두가지 意義를 包含하고 있 

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郞 “sambi" 에 는 (1 ) 알다(知) (2) 늘이 어 별 리 다(뼈開)의 두 種類의 意義가 表示되 어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 (1 ) 알다(知)를 表示하는 “sambi"는 

safi (未完結過去形) : (han abkai arbum be safi(滿文選史卷 一 : 7B) 
皇帝天象을알고 

saha (過去形) : si abkai doro be adarame saha. --(同上 : 7A) 
#는 天 道 를 어찌해서 알았는가 

sara (未來形) : yaya niyalma getuken sara ba kai(짧滿洲權 天總九年二十 日條)

모든 사람이 明白히 아는 바 이로다 

等으로 活用된다. 이에 比해서 (2) 늘이어 벌리다(↑申開)를 意味하는 “sambi"는 

sampi (未完結過去形)
sangka (過去形) (sangkabi , sangkangge, sangkaküngge) 

sandara (未來形) (Zaxarov. 1875 :567) 

等으로 活用된다. 

따라서 (1) 얄다(知)를 意味히·는 “sambi"의 語幹은 “sa-"인데 比해서 (2) 늘이 어 벨리 다 

(↑$開)를 意味하는 “sambi"의 語幹은 “san-" 이 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므로 “ san + fi>sanfi"의 過程에서 “-nfi"는 發홉되지 않으므로， “sanpi>sampí"로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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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을 것이고， “ san + ha>sanka>sangka" 4의 過去形의 形成이 可能했었으며， 그 未來形에 

있어서도“san+ra"는 不可能하므로， “sandara"形의 發達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쫓當하고， 

여기에서 비로소 前記 「虛字講約」의 記錄， rpi此字， 與fi字意同而變化耳. 훌훌因上一字， 係

an , en , in頭字， 而fi字之上， 不可加 mbi 故必用此字 ... J의 句節이 理解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滿뻐語離書의 編鍵者들은 滿洲語壘의 統슴整理事業에 있어서 그 簡略化 乃至 劃一

性에 행頭한 나머지， 어느 種類의 語寶에 있어서는 그 語源、을 全然 識7JIJ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그 功罪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텀P (1) r알다J(知)를 意味하는 動調 “sambi"의 語形에 

다가 (2) r늘이어 벌리다」이벌開)를 意味하는 動詞 “san+mbi"를 統合시키기 짧해서 “san+ 

mbi>sambi"로 만든 것도 그 -例이다. 

滿洲語에 있어서 動詞不定形語尾 -mbi가 어느때 어떼한 過程으로 굳어진 것인가는 오늘날 

亦是 알 수 없는 事項中의 하나이지만， 大體的으로 “ -me bi" ( .. ‘하며 있다)가 短縮된 것으 

로 믿어지고 있는데 r늘이어 벨리다」이벼開)를 意味하는 “sambi"는 “san-(늘이어벌리) 

+bi( ... (고〕있다) >sanbi>sambi"의 過程언가， 또는 “sanme(늘이어 벌리며 )+bi( 있다)> 

sanmbi>sambi"의 過程인 가는 不分明하지 만， 何如間 滿洲語嚴典의 編露當事者들은 「얄다」 

(知)를 意、味하는 “sambi"와 「늘이어 벨리다」이빼開)를 意味하는 動詞語形을 區別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如何튼 “san-"과 同樣으로 그 語幹未흡이 ran , en, inJ으로 끝나는 動詞들 혜문에 一連의 

不規則活用動詞가 發生하게 되었는데 ， 前記 “jempi"에서도 同一한 것을 發見할 수 있다. 

덩P “jempi"의 不定形 “jembi"에는 두 種類의 意義가 內包되 어 있는데， (1) r먹 다J (食)와 

(2) r참는다J (忍)가 있고， (1) r먹 다J(食)를 意味하는 “jembi"는 

jefi (未完結過去形) (buda jefi hûdum jio-吃了飯快來)-淸文助語虛字 17. 

jeke (過去形)

jetere (未來形)

드로 活用되는데 比해서， (2) r참는다J(忍)를 意味하는 “jembi"는 

jempi (未完結過去形)

jengke (過去形)

jendere (未來形) (Zaxarov 1875:977) 

로 活用되어서 語幹 “je"는 「먹다J (食)의 意義素이고， “jen"은 「참는다J (忍)의 意義를 !쳐包 

하는 語幹인 것이 를렴없다. 

다음에 動詞 “jombi"는 (1) r妹草(말먹 일 풀)을 짜르다J(劇草)와 (2) r想起해서 말하다」 

(提起言之， 學而言之)의 두 가지 意、義가 있다. 以上 (1)을 意味하는 “jombi"는 

jofi (未完結過去形)

joho (過去形)
joro (未來形)

4 滿洲語의 過去語尾는 “ ha , ka; ho, ko; he, ke"等이 있으나， 이 中에 “ ha, ho, he"가 正常的인 것 
이고， “ ka , ko , ke"는 不規則인 發達인 것으로 멍어지고 있다. 

5 그려나 오늘날의 文敵에 關한 限 “-mbi”와 “ -me bi"사이에는 若千의 意議上의 差異가 있는 것이 
專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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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으로 活用하는데， 이에 比해서 (2)를 意味하는 “jombi"는 

jompi (未完結過去形)

jongko (過去形)

jondoro (未來形)

jonci (條件形)

jongki (希求形) (Zaxarov 1875:996) 

等으로 活用해서， 語幹 “jo-"는 (1)을 훨味하는 語幹인데 比해서， (2)를 意味하는 語幹은 

“jon-" 이 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語幹末룹節이 an(en, in, on) 인 動詞가 單獨的인 意義만을 內包해서 形成된 j竟遇

도 íJJ論 찾을 수 있다. “ bon + bi>bonbi> bombi" (송곳으로 구멍을 뚫다) 는(或은 bonme+ 

bi>bonmbi> bombi?) 

bongko (過去形)

bondoro, bore (未來形)

bonme (未完結 現在形) (Zaxarov 1875 : 518) 
(그러나 “bombi"의 境週에는 未完結過去形 “bompi"는 記錄에서는 찾을 수 없다. ) 

以上에 서 본 바와 같이 그 語幹末홉節이 an(en , in, on)을 包含하는 單륨節로 形成된 語

옳의 境遇에 는 그 未完結過去形은 반드시 “-mpi"로 끝나는 것 이 普通이 다. 

그러나 二흡節以上으로 形成펀 語좋， 그리고 單-意義만을 內包하는 語훌의 境遇에는 

“-mpi"의 “-m-"을 脫落시 키고 “-pi"만으로 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歡i詞 「出發하다」를 意味히 는 “jurambi"는 

juraka (過去形) (Zaxarov 1875 : 1010) 
jurandara (未來形)

그러나 未完結過去形은 jura pi, jurafi의 二種으로 半半式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 이 境遇의 

“-pi"와 “-fi”의 區別은 不分明하지 만， 등홉源的으로는 “jurapi" 가 正確하나， “jurafi"로도 發흡 

될 수 있으므로 兩形이 發生한 例이 며 , 動詞 「우뚝 솟는다. 우뚝 솟아 오른다」를 意妹하는 

“colgorombi" 는 

colgoroko (過去形)
colgororo (未來形)

colgoropi (未完結過去形) (Zaxarov 1875 : 948) 
로 活用되 어 서 “c이gorofi"形은 發見되 지 않는다. 

以上의 “ bombi" , “ jurambi" , “colgorombí"의 諸語는 現行 離書類에서 “ bon" (송곳， 雄)

(Zaxarov 1875 : 511) : “ juran" (出發點 起行處) (同 : 1010) : “colhon"(山峰) (同 : 949) , “ co

Ihoron" (四山， 四鎭) (同 : 949)等의 名꾀形을 發見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滿洲語의 動詞에 

서 名詞化시키는 一般的인 方法의 하나인， 폐j詞語幹에서 不定形語尾 “-mbi"를 除去하고， 

“-n"을 附加한 名詞形인가도 疑心할 餘地기- 있으나， 本主題에 關한 限， “ bon" , “ juran" , 

“colhoron"等은 語源的으로 폐詞의 語幹으로서의 出發이며， 이들 請語가 語末홉에 “-n"을 所

有하는 滿洲語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名詞形과 一致하므로 그대로 名詞形으로도使用된 例라 

8 그러나 後記 「淸文助語虛字」와 같은 著뿔는 大部分 “-mpi H를 固휩l하고 있는 境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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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것이 쫓當하다. 

前記 “ jurapi" , “]urafi"의 兩形의 發生은 “-pi>-fi"의 碩向을 보이고 있는데， 이 兩形의 發

生의 境遇 “-pi"와 “-fi”와의 사이에 若=f의 意義素의 分化가 보이는 境遇도 있다. 

그 一例로 動詞 「變한다. 改變한다」를 意味하는 “güwalìyambi"는 

güwaliyaka (過去形)

güwaliyandara, güwaliyara(未來形)
güwaliyapi, güwaliyafi(未完結過去形) (舊淸語 卷第一 : 13. A) 

로 活用되어서， 亦是 “güwaliyapi"와 “g디waliyafi"의 二種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f舊淸語」 

에는 特히 “güwaliyapi"를 說明해서， 

gisun aifuha güwaliyaka babe jorime gisurembihe de fe gisun de güwaliyapi seme 
食言(背約)하고 變한 것을 가르켜서 말할 해에 舊 語에서 라고 

gisurembi. (훌훌淸語 卷第-: 13.A) 
말한다. 

로 說明하고 있다. 

이 와 같은 意義分化는 動詞活用語尾 “-pi"를 「容銀， 形容」의 意養素로 變化시 킨 碩向도 보 

인다. 이는 「細製增訂淸文盤」에서 「容짧類」에 “juwampi"-를 當當히 獨立語로서 登用한데 

서 바 롯한다. HD 上記書에 는 “juwampi"를 漢文으로는 「開著口j1로 說明하고， 滿文으로는 

angga neire be juwampi sembi. (細製增訂淸文鍵. 卷十一. 容鏡類. 9B) 
업〔口)를 밸리는것을 라고 말한다. 

로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다음에 「使開口」에 對해서는 “ juwabumbi" (同上 : 9.B)로 記錄했다. 

또 「張著口」를 意味하는 “gakahün"을 說明해서 

angga juwampi jilgan tucirakü be aηgga gakahüη sembi (同上 : 9.A) 
입 벌리고 소리 내지 않는것을 이라고한다. 

로 記錄하고 있는데， 이 境遇의 “juwampi"의 “ mpì"는 未完結過去形으로 使用된 것이다. 

「淸文뿜豪」 卷三 「淸文助語虛字」에 도 fpi與fi字詞義稍同. 乃形容事物太甚之語. J라고 說明해 

서， 그 形容詞的인 意、義素의 改變을 認定하는듯 하고 다음과 같이 例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meifen sampi (直뼈홉睡子) (목을 쭉 느리고) 

angga juwampi (大張훌口) (업을 크게 벌리고) 

wempi (化開了) (開化해 서 ) 

hüwaliyampi (和氣了) (和合하고) 

colgoropi (起然出聚了) (出聚하게 뛰 어 나서 ) 

jalumpi (遍滿了) (充滿하고해서) 

yumpì ( ‘況뼈負進去了) (無我夢中이 되 어 서 ) 

jompi (提起了) (想起해 서 ) (淸文짧豪卷 三淸「文助語虛字J : 17. Br-v18A) 

또 「語錄解」에서 fkan , ken , hei , hai, hoi, pi, kon 只管字， il훌훌字， 不止字， 微낌， 훌字. 

7 滿洲語 文法書에 는 普通 「훌」字는 “.rne"블 “ -ha, -fi"는 rTJ字를 適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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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形容其滿日 jaluPi, 形容其少E3 komsokonBJ의 「形容其滿日 jalupiJ의 記錄은 “-pi"의 形

容詞的 意義素의 表現을 決定的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前半部의 記錄은 若=f의 뜯륨 

樞을 禁할 수 없게 하는데 , “ kan , ken , kon"은 縮小接尾離的 投劉을 하기 때 문에 「微字， 훌 

字」에 該當하고， “ hai , hei , hoi"는 動詞의 語幹에 接尾되 어 서 「어 느 行動이 繼續해 서 行해 

지는 것」을 表示하기 때문에 「只管字， 융홈홉字， 不止字」에 該當할 것이 나， “pi"는 어느 說明에 

所屬되는가 하는 것이 問題이다. 그러나 大體的으로 復者에 所屬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쫓當하다고 본다면， 當時 滿洲語에 있어서의 語尾 “-pi"의 意義素의 流動의 振福은 相當한 

것이었다고 믿어진다. 

다음 「論語」에 있어서의 滿文職譯은 “-pi"接尾 動詞語幹의 形容詞로서의 投劉이 充分히 看

取될 수 있어， 前記 「淸文助語虛字」와 「語錄解」의 著者의 意見에 若구의 首肯이 가는 바가 

있다. 

eldepi eldepi su ohobi. 滿漢용빼譯四렵「論語」 
有R 겹15乎 文 짧 

빛나고 빛녔으니 아름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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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ritten Manchurian language verbal ending 꺼i may play its function as an 

imperfect past ending, that is to say, if a verb stem is suffixed by ending -fi, it becomes 

to mean that “ an action ended but not altogether fìnished yet and immediately it 

continues to another action." Ther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verb su댄xed by perfect 

past ending -ha , -he, -ho, (-ka , -ke , -ko) which could be used as a terminate verb of a 

sentence, while the former only in the middle of a sentence(e.g. kaha be nakafi bederefi 

ing iliha.). 

However, we can fìnd other endings such as -mpi, -pi showing entirely the same function 

as ending -β， that is, imperfect past in tense(e.g. monggon 잃mpi hargasaha, mujilen 

jempi yabuh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how the latter ending form to be generated. 

Let us take up an example. the verb “ sambi." The verb “ sambi" manifests two kinds 

of meaning. One is “ to know" and the other “ to extend". The verbal stem “ sa-" means 

“ to know" , and for the meaning of “ to extend" the stem must have been “ san-" . 

The stem “ sa-" (to know) is inflected as follows; sambi; saha; sara; same; safi; etc. (regular) 

On the other hand the stem “ san-" , owing to the last sound of CO l1sonant -n-, shows a 

quite different inflectional pattern: san- + bi>sanbi>sambi; san- + -ha>sanha>saηgka; san-+ 

-ra>sanra>sandara; san-+-me> saηme; san-+-fi>sanpi>sampi; etc. (ir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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